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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of career

happiness according to personal and organizational variables of childcare teachers.

Method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1,035 teachers were surveyed. The validity

of the career happiness survey tool was examined through previous research, expert

review, and factor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individual variables influencing

career happiness of childcare teachers were mainly age, a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career happiness of teachers over 40 years old and teachers under 29 years

old. Second, the teachers at home daycare centers showed a high level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working hours. The teachers at workplace daycare

centers have a good balance between work and life, and teachers at corporate

group daycare centers have a high sense of happiness about income. The childcare

teacher's career happiness was generally higher than infant teachers, and the support

of the assistant teacher had an effect on the career Happiness of the teachers.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separate teacher support is needed

to increase the career happiness of teachers according to their age and institutional

variables.

❙key words Childcare Teacher, Career Happiness, Teachers’age, Types of child

care centers

Ⅰ. 서 론

‘행복나눔’, ‘행복에너지’, ‘행복한 세상’, ‘ 행복마을’, ‘행복주택’.....

(검색일. 2017.11.24. D포털사이트)

행복이라는 단어를 포털검색창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문구들이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 행복

은 개인의 삶, 개인이 속한 공동체 및 사회와 깊은 관련을 맺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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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며 국내외에서는 행복이라는 공

통관심사를 반영하여 현대인의 행복정도, 행복한 나라, 행복지수 등을 측정하기도 한다. UN은

2013년 행복보고서를 발간하고 매년 3월 20일을 ‘국제 행복의 날’로 지정하여 행복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145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웰빙지수(Global well-being Index)

를, 영국 신경재단은 행복지수(HPI: Happy Planet Index)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OECD는

2011년부터 더 나은 삶의 지수(BLT: Better Life Index)를 측정하여 국가별 삶의 질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인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행복지수 개발(김명소, 한영석, 2006; 황

명진, 심수진, 2008) 연구들이 실행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행복한 삶을 중요시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사회 곳곳에서 행복을 위한 노

력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 중 최근 들어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영역이 미래 사회를 책임

질 국가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보육교육 분야일 것이다. 교육부는 매달 ‘행복한 교육’ 잡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는 행복교과서를 제작하여 행복수업을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학생의 행복 외 교사 행복, 부모 행복을 위한 노력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선

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해요’라는 주제로 행복토크콘서트가 열리고(http://ilyo.co.kr/?ac=

article_view&entry_id= 282072, 검색일 2017.11.31), 시군구에서는 부모와 아이, 교사가 행복한 행

복 도시 프로젝트 등도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는 반대로 행복하지 못한 교실현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영유아보육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사의 가혹한 체벌 및 폭행, 학대, 학생의 교사 폭행, 학

부모의 폭력행사 등 사건사고가 방송되고 있다. 이중 영유아교사는 미분화된 시기에 있는 영유

아를 대상으로 함으로 초중고등에 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욱 크며,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미약하여 보호해야 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대 관련 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일부 국

민들을 격분케 하기도 한다. 학대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열악한 어린

이집 교사의 근무환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시간은 주당 55.1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보다 월등히 길며, 주당 근무시간 외에 집에 일을 가져가서 하는 재택근무시간도 2.4시

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은영, 장혜진, 조혜주, 2013). 어린이집 교사는 장시간 영유아들과 함

께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영유아와 일대일로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교사 개인이 느낀 실제 감

정을 숨기거나 가장하면서 어린이집의 정서표현 규범에 부합되도록 하는 표면적 행동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이진화, 2007). 이러한 영유아 교사의 정서노동이 유아교사의 소진(이병임, 2014)

과 아이와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선미, 이승미, 2013). 어린이집의 조직 문화에

대해 보육교사들은 원장이 자신의 사적 고용인으로 간주하여 위계문화를 형성하며, 부모와 원장

으로부터 받는 시선으로 의해 다소 어려운 관계문화를 갖는다고 지적한다(강문숙, 2015). 이렇듯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 환경 여건은 일차적으로는 교사 자신, 그리고 이를 넘어 영유아와 부모의

행복한 삶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어린이집 교사의 행복감은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김시연,

오재연, 2014; 홍지명, 2015) 영유아의 감정이입 능력, 타인 이해력, 언어 이해력 등과 같은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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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친다(박희숙, 윤수정, 2014; 성지현, 2012). 어린이집 교사의 행복감은 교사의 교수

효능감, 교수몰입 등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광현, 김성숙, 2013; 최혜진, 이호

필, 2015). 물론 행복감은 부정적인 정서를 소거한다고 해서 부정적 감정이 줄어든 만큼 긍정적

인 정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권석만, 2008).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직무수행

어려움과 같은 부정적 측면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 반대로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느끼는 행복감은 어떤 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영유아 교사의 행복감 관련 연구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수행되어 2012년부터 급격히 증가하

였다(송미선, 2014). 영유아교사의 행복감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대부분 Hills와

Argyle(2001)의 ‘옥스퍼드 행복 척도(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OHP)’와 Ryff(1989)가 개발

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번안․수정하여 적용하고 있

다. 그러나 두 척도 모두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측면의 행복감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영유아교사의 행복감과

관련된 변인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오재연과 김경란(2015)은 영유아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

학적 변인과 행복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포괄적으로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해본 결과, 생태학적 환경 변인 중 중간체계에 속하는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가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리와 조형숙

(2013)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영유

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교사의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으며(이선경, 이민희, 김경의,

2014), 영유아교사의 행복감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소진과 정서노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소진의 하위변인인 무능감, 신체․정서적 고갈과 정서노동의 하위변인인 표

면적 행동, 내면적 행동이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차정주, 이효림, 2015). 즉, 어린이집 교

사의 행복감은 주관적 행복감 외 조직 내 대인관계, 근무환경과도 관련이 있으며 함께 고려되어

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교사 관련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교사의 경력, 연령, 학력이나 교사가 소속된 어

린이집의 시설유형, 담당반, 규모 등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중 교사의 경력, 연령, 학

력 등은 개인차원의 변인이라면, 어린이집의 시설유형, 시설규모, 담당반 등은 기관변인으로 구

분해 볼 수 있다. 행복과 관련한 연구들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수행

되었으나 이는 영향을 주는 요인일 뿐 개인의 행복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제시되고 있

다(권석만, 2008). 반면 개인이 속한 직장이나 직업 관련 변인은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보고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13; Fujiwara, Dolan, & Lawton, 2015). 어린이집의 경우

타 직장이나 직업군에 비해 소규모의 조직이며, 여성 집단으로 공동업무가 많고, 다양한 조직문

화의 공존으로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며(강문숙, 2015; 박은미, 2012), 각 시설유형별로 운영 실태

가 상이하다(김은설, 이진화, 김혜진, 배지아, 2014; 이미화 등, 2016). 특히 경력이 타직업군에 비

해 적은편이며, 젊은 연령대가 많음을 고려할 때 개인변인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과 관련하여 개인변인과 기관변인의

두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을 현재 수준에서 개인차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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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차원에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직업행복감 증진 방안을 연계하였을 때 실효성이 더욱 높

을 것이다.

유아교사라는 직업은 교사의 경력에 따른 생존기-강화기-갱신기-성숙기의 단계를 거치며

(Katz, 1985), 경력에 따라 전문성의 발달단계(Burke, Fessler, & Christensen, 1984)를 보인다. 더불

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보육현장의 특성은 이론적 지식과 더불어 오랫동안 현장의 실제 경험

을 통해 획득한 실천적 지식이 매우 중요한데, 실제 교사들도 경력에 따라 어려워하는 직무내용

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박순호, 고은미, 2008). 이는 교사의 경력이 교사의 직업행복감과 관련

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연로한 사람들이 젊은이들보다 더 행

복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

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Argyle, 1999; 권석만, 2008 재인용). 교사 행복감 관련

연구의 경우에도 연령대를 어떻게 보았는가에 따라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김시연, 오재연, 2014)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권영호, 2008)가 상반되게 제시되고 있다. 반면 학

력의 경우 Argyle(1999)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행복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나 그 상관정도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학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추세이다(권석만,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변인 중 경력과 연령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교사가 소속된 기관변인을 중심으로도 직업행복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집은 다양한 시설유형이 있으며, 각 시설유형에 따라 일과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연장보

육 및 휴일보육 유무, 교사 유형 및 근무형태, 급여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설 등,

2014; 이미화 등, 2016). 어린이집 교사의 담당반에 따라서도 업무시간이 영아반 교사는 476.7분,

유아반 교사는 455.3분으로 차이가 있으며(김은영, 권미경, 조혜주, 2012), 영아반을 담당하는 교

사들이 유아반의 교사들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민혜영, 윤미정, 2011).

즉, 동일한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을 지녔으나 어린이집 시설유형에 따른 운영실태와 담당반에

따른 근무환경의 차이는 소속된 기관에 따라 직업행복감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

에 영유아교사들은 업무과다 및 장시간 근무로 인한 어려움 해소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

교사 지원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유무 또한

영유아 교사로서 직업에 대한 행복감 수준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의 행복감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조사 문항을 구성하여 행복감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어린이집 교

사의 개인변인인 연령, 경력, 그리고 기관변인인 근무기관 유형, 담당반 연령, 보조교사 유무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어린이집 교사의 행복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교사의 행복한 삶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변인(연령, 경력)에 따라 직업행복감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린이집 교사의 기관변인(근무기관 유형, 담당반 연령, 보조교사 유무)에 따라

직업행복감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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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개인적 변인) 구분(기관 변인)

교사 연령 소속기관 설립유형

29세 이하 29.7(307) 국공립 18.5(191)

30~39세 33.9(351) 법인·단체 11.0(172)

40세 이상 36.4(377) 민간 39.5(409)

가정 13.8(143)

직장 11.6(120)

교사경력 담당반(영아/유아)

2년 미만 9.0( 93) 영아반(만0~2세) 49.8(515)

2-5년 미만 23.5(243) 유아반(만3~5세) 50.2(520)

5-10년 미만 37.7(390) 보조교사 유무

10년 이상 29.9(309) 유 18.9(196)

무 81.1(839)

주: 교사경력은 본 조사의 개방형 보육교사경력 기재문항의 경력별 빈도분포 결과와 전국단위 1,000명 이

상의 보육교사 대상 조사(김은설 등, 2014; 김은영 등, 2012; 이미화 등, 2016)에서 도출된 교사경력현황을

토대로 급간을 제시함.

<표 1> 연구대상 특성 (N=1,035)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직업행복감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교사 1,000명(영아반 500명,

유아반 500명)을 임의 할당한 후, 2015년 보육통계 교사 수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

본 추출 시 어린이집의 지역규모별, 설립유형별 교사 수를 기준으로 제곱근 비례할당을 하였다.

이는 교사 수 기준 비례배분 결과 설립유형별 교사수의 차이가 커서 세부항목별 분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집 교사는 총 1,035명이었다. 연구대상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교사들의 직업행복감을 삶의 질과 직업의 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행복감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먼저 분석하였다. 주관적 행복감 관련 척도인 옥스퍼드

행복 척도(Hills & Argyle, 2001), 심리적 안녕감 척도(Ryff, 1989), 삶의 만족 척도(Diener, Emmons,

Laren, & Griffin,1985), 정서척도(Watson, Clark, Tellegen, 1988)와, 객관적 행복감 관련 척도인

OECD(2011)의 행복지표, EIU의 삶의 질 지수(2005), OECD(2015), ILO(2012), EUROFOUND(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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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관계 동료교사

나는 동료 교사들과의 생활이 즐겁다.

나는 동료 교사들과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나와 동료 교사들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한다.

나와 동료 교사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며 협력한다.

.83

원장 (원감)

나는 원장으로부터 직무능력을 인정받고 존중받는다.

나는 원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

원장은 리더십이 있으며, 상사로서 존경한다.

원장은 나의 감정을 공감하며 이해해준다.

.85

부모

나는 우리반의 부모들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반의 부모들은 교사로서의 나를 신뢰한다.

우리반의 부모들은 나를 격려하고 지지한다.

.82

영유아

나는 우리반 아이들과의 생활이 즐겁다.

나는 우리반 아이들과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반 아이들은 나를 좋아하며 잘 따른다.

.86

근무환경 근로시간

우리 원의 근무시간은 잘 지켜진다.

우리 원의 근무시간은 적당하다.

수업 연구 등 나의 필요로 인한 초과 및 주말 근무시간은 적당하다.

나는 퇴근 후 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

.86

일과 개인 삶의 조화

나는 내가 필요할 때 휴가를 쓸 수 있다.(예. 병가, 월차 등)

나는 출퇴근 시간을 융통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는 근무 시간 중 개인이나 가정 일로 1-2시간 외출을 할 수 있다.

(예. 병원진료, 관공서 서류제출, 자녀 돌봄 등)

나는 업무 수행을 돕는 보조 인력 및 행정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9

<표 2> 영유아교사 직업행복감 설문 문항

등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측정 및 조사 도구의 영역과 설문문항을 토대로 직업행복감의 구성 영

역 및 설문문항 1차 초안을 개발하였다. 이후 유아교육 및 보육학과 관련 교수 등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협의회, 영유아교사 면담을 통해 영역 및 문항의 내용 타당성을 검증하여 수정하였다. 세 번째,

유치원 교사 100명, 어린이집 교사 200명(영아반, 유아반 각 100명) 예비조사 실시 후 요인분석을

통해 총 98개 문항 중 요인 부하량이 낮은 33개 문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하위영역 통합 등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보완된 연구도구는 총 4개차원, 14개 하위영역, 6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영역별 세부 문항 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제시되었다(1점: 전혀그렇지 않다∼5점: 매우그렇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직업행복감을 살펴보기

위한 65개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873이었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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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나의 보수는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수준이다.

나의 보수는 현재 나의 경력과 능력 수준에 적당하다.

나는 일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92

원의 물리적 지원
내가 근무하는 기관의 시설은 교사가 교수학습 활동을 하기에 편리하다.
내가근무하는기관에는수업을위한 교수학습 자료가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다.
나는 교사실이나 회의실 등 교사를 위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나는 교사를 위한 휴식공간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는 교사용 화장실 사용이 용이하다.

.85

업무환경* 역문항
나는업무와관련하여육체노동을많이한다(예. 무거운짐을들기, 옮기기등).
나는 교육·보육 활동 중 업무로 인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시간이 없다

(예. 화장실, 양치, 물마시기 등).
나는 업무로 인해 목, 머리, 허리, 무릎관절 등이 아프다.
나는 업무로 인해 상해를 입는다(예. 베임, 멍, 넘어지기 등).
나는 업무로 인해 전염병 감염이 쉽다(예. 눈병, 수족구, 신종플루 등).

나는 업무 중 휴식시간이 없어 신체적 피로를 느낀다.

.87

교사교육
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교
수학습 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상위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대해 허용 받는다

(예. 방송통신대학, 전공심화과정, 대학원진학 등).
나는 교사교육(연수)에 참여하고 싶을 때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부터 비
용을 지원받는다.
나는 교사교육(연수)에 참여하고 싶을 때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시간을

지원받는다.

.80

단체참여

나는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예. 교원노조 등).
나는 각종 지차체 단위의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예. 협의회, 자율장학회, 컨설팅 등).

나의 개인적인 교사관련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예. 소규모 연구회, 동아리, 커뮤니티 등).

.82

직업의식 직업의 의미와 태도
나는 교사직을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
교사 경력이 쌓이면서 나의 전문성도 향상된다.

나의 직업은 나의 성장을 돕고 나를 발전시켜 준다.
나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사명감을 느낀다.
나는 직업에 보람을 느낀다.
나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낀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가치롭게 생각한다.
나는 금전적인 여유가 생겨도 이 일을 지속할 것이다.

.92

<표 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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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긍정정서
귀하는 최근 2주간 어린이집에서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즐거운/ 행복한/ 편안한/ 뿌듯한/ 활기찬/ 기쁜/ 만족스러운

.95

부정정서* 역문항
귀하는 최근 2주간 어린이집에서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불안한/ 짜증나는/ 우울한/ 피곤한/ 괴로운/ 화나는/ 걱정스러운

.92

<표 2> 계속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경우 2016년 6월 28일∼7월 15

일까지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종 조사지 수정보완 후, 본

조사는 2016년 8월 중순∼9월 중순까지 약 한달 정도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

라인 조사를 위한 로직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표본 추출된 교사 수만큼 소속 어

린이집에 조사업체 담당자가 유선 전화를 하여 원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소요시간 등을 설명

후 참여에 동의하는 교사 여부를 확인하였다. 참여 동의의사를 밝힌 교사와 2차 통화 후 개인

이메일로 온라인 조사 참여를 위한 URL주소를 전송하였다. 만약 원장이나 교사가 조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일 지역에 있는 같은 설립유형의 기관을 추가 섭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적 변인과 기

관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개인 변인(연령, 경력)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의 차이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 변인에 따른 직업행복감을 살펴본 결과, 인간관계차원 전반에서 어린

이집 교사들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으나(동료관계: F = 2.41, p < .05, 원장(원감)관계: F

= 11.35, p < .001, 부모와의 관계: F = 16.10, p < .001, 영유아와의 관계: F = 11.35, p < .001) 경력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동료관계에서는 29세 이하의 교사가 타 연령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원장(원감)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영유아와의 관계에서는 40세 이상의 교사

들의 직업행복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29세 이하의 교사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직

업행복감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30∼39세 이하의 교사들은 영유아와의 관계에서 낮게 나타났다

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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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로시간 일과삶의조화 소득 원의물리적 지원 업무환경안전

M(SD) M(SD) M(SD) M(SD) M(SD)

연령

29세 이하 3.49 (.91) 2.82( .91) 2.91
b
( .99) 3.27

b
(.80) 3.27

b
(.80)

30~39세 3.51 (.90) 2.76( .98) 2.72
a
(1.01) 3.26 (.85) 3.26

b
(.85)

40세 이상 3.66 (.89) 2.65(1.05) 2.49
c
(1.03) 3.05

a
(.91) 3.05

a
(.91)

전체 3.56 (.90) 2.74( .99) 2.69 (1.03) 3.19 (.86) 3.19 (.86)

F
3.44* 2.70 14.69***

a < b, c < b, c < a

7.48***

a < b

7.48***

a < b

<표 4> 개인적 변인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의 차이(근무환경차원) (N=1,035)

구분
동료관계

원장(원감)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영유아와의 관계

M (SD) M (SD) M (SD) M (SD)

연령

29세 이하 4.32 (.60) 4.25
b
(.52) 3.99

a
(.54) 4.25

b
(.52)

30~39세 4.24 (.60) 4.17
a
(.55) 4.07

b
(.52) 4.17

a
(.55)

40세 이상 4.22 (.64) 4.36
c
(.54) 4.21

c
(.53) 4.36

c
(.54)

전체 4.26 (.62) 4.27 (.54) 4.10 (.54) 4.27 (.54)

F
2.41* 11.35***

a < c, b < c

16.10***

a < b, b < c

11.35***

a < b, b < c

경력

2년 미만 4.32(.66) 3.93 (.87) 3.65 (.98) 4.24 (.51)

2-5년 미만 4.29(.55) 3.98 (.78) 3.55 (.87) 4.31 (.53)

5-10년 미만 4.24(.65) 3.98 (.82) 3.49 (.94) 4.24 (.56)

10년 이상 4.25(.62) 4.07 (.80) 3.63 (.84) 4.27 (.55)

전체 4.26(.62) 4.00 (.81) 3.56 (.90) 4.27 (.54)

F .71 1.15 1.68 .75

*p <. 05, ***p <. 001.

주. a,b,c 는 사후검증 결과값임.

<표 3> 개인적 변인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의 차이(인간관계차원) (N=1,035)

다음으로 <표 4>와 <표 5>와 같이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 변인에 따라 근무환경차원에 대한

교사들의 직업행복감을 살펴보았다. ‘일과 삶의 조화’를 제외한 근무환경차원 전반에서 어린이

집 교사들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으나(근로시간: F = 3.44, p < .05, 소득: F = 14.69, p <

.001, 원의 물리적 지원: F = 7.48, p < .001, 업무환경 안전: F = 7.48 p < .001, 교사교육: F = 5.06,

p < .01, 단체참여: F = 7.89, p < .001), 역시 경력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

득, 원의 물리적 지원, 업무환경 안전, 교사교육, 단체참여’ 전반에서 29세 이하 교사들의 직업행

복감이 높게 응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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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로시간 일과삶의조화 소득 원의물리적 지원 업무환경안전

M(SD) M(SD) M(SD) M(SD) M(SD)

경력

2년 미만 3.65(.98) 2.94(1.10) 2.94 (1.10) 3.15 (.83) 3.15 (.83)

2-5년 미만 3.55(.88) 2.68( .96) 2.68 ( .96) 3.18 (.84) 3.18 (.84)

5-10년 미만 3.49(.94) 2.66(1.03) 2.66 (1.03) 3.22 (.89) 3.22 (.89)

10년 이상 3.63(.84) 2.68(1.04) 2.68 (1.04) 3.17 (.87) 3.17 (.87)

전체 3.56(.90) 2.69(1.03) 2.69 (1.03) 3.19 (.86) 3.19 (.86)

F 1.68 2.05 2.05 .29 .29

*p <. 05, ***p <. 001.

주.
a,b,c
는 사후검증 결과값임.

<표 4> 계속

구분
교사교육 단체참여 직업의식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M(SD) M(SD) M(SD) M(SD) M(SD)

연령

29세 이하 3.61b(.80) 1.61b(.77) 3.78 (.74) 3.49 (.77 ) 2.87c(.82)

30~39세 3.58b(.81) 1.46a(.69) 3.72a(.73) 3.41a(.811) 2.65b(.86)

40세 이상 3.43a(.87) 1.39z(.68) 3.86b(.76) 3.61b(.79 ) 2.39a(.88)

전체 3.54 (.83) 1.48 (.72) 3.79 (.74) 3.51 (.80 ) 2.62 (.88)

F
5.06**

a < b

7.89***

a < b

3.40*

a < b

6.24**

a < b

27.96***

a < b a < c, b < c

경력

2년 미만 3.53 (.93) 1.57 (.75) 3.83 (.69) 3.63 (.77 ) 2.69 (.97)

2-5년 미만 3.50 (.79) 1.54 (.77) 3.78 (.76) 3.50 (.78 ) 2.67 (.86)

5-10년 미만 3.49 (.86) 1.43 (.68) 3.78 (.73) 3.50 (.82 ) 2.62 (.87)

10년 이상 3.61 (.79) 1.47 (.71) 3.79 (.76) 3.49 (.79 ) 2.57 (.85)

전체 3.54 (.83) 1.48 (.72) 3.79 (.74) 3.51 (.80 ) 2.62 (.88)

F 1.41 1.86 .14 .81 .84

*p <. 05, **p <. 01, ***p <. 001.

주.
a,b,c
는 사후검증 결과값임.

<표 5> 개인적 변인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의 차이(근무환경, 직업의식, 정서차원) (N=1,035)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 변인에 따라 직업의식(F = 3.40, p < .05), 정서차원(긍정적

정서: F = 6.24, p < .01, 부정적 정서: F = 27.96, p < .001)에 대한 교사들의 직업행복감을 살펴본 결

과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들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직업의식’과 ‘긍정적 정서’는 40세

이상 교사들에게 높은 반면, ‘부정적 정서’는 29세 이하 교사들에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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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료관계 원장(원감)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영유아와의 관계

M(SD) M(SD) M(SD) M(SD)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4.29(.61) 4.25 (.54) 4.09 (.55) 4.35 (.54)

민간 4.25(.63) 4.25 (.53) 4.09 (.55) 4.25 (.53)

가정 4.34(.61) 4.39
b
(.52) 4.23

b
(.52) 4.39

b
(.52)

직장 4.19(.62) 4.29 (.55) 4.13 (.46) 4.29 (.55)

법인단체 4.26(.62) 4.19a(.57) 4.01a(.54) 4.20a(.57)

전체 4.26(.62) 4.27 (.54) 4.10 (.54) 4.19 (.57)

F 1.31
2.83*

a < b

3.39**

a < b

2.83*

a < b

담당반

영아반 1.46(.72) 3.15 (.89) 3.65 (.90) 4.35 (.52)

유아반 1.50(.72) 3.22 (.84) 3.47 (.89) 4.18 (.55)

전체 1.48(.72) 3.19 (.86) 3.56 (.90) 4.27 (.54)

t .65 1.82 10.71** 25.82***

보조교사지원여부

유 4.25(.66) 4.28 (.54) 4.11 (.59) 4.28 (.54)

무 4.36(.61) 4.26 (.54) 4.10 (.52) 4.26 (.54)

전체 4.26(.62) 4.27 (.54) 4.10 (.54) 4.27 (.54)

t .05 .09 .08 .09

*p <. 05, **p <. 01, ***p <. 001.

주.
a,b
는 사후검증 결과값임.

<표 6> 기관 변인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의 차이(인간관계차원) (N=1,035)

2. 기관 변인(근무기관유형, 담당반연령, 보조교사지원)에 따른어린이집교사의직업

행복감의 차이

근무하는 기관 변인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들의 직업행복감을 살펴본 결과, 인간관계차원 중

‘원장(원감)과의 관계’(F = 2.83, p < .05), ‘부모와의 관계’(F = 3.39, p < .01), ‘영유아와의 관계’ (F=

2.83, p < .05)에서 근무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부모와의 관계’(F = 10.71, p < .001),

‘영유아와의 관계’(F = 25.82, p < .001) 에서는 담당반의 연령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이 법인단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비해 ‘원장(원감)과의 관

계’, ‘부모와의 관계’, ‘영유아와의 관계’에서 직업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유아반을 담당한 교사보다 영아반을 담당한 교사들이 ‘부모와의 관계’와 ‘영유아와의 관

계’에서 유의하게 높은 직업행복감을 보였다. 인간관계차원에서 보조교사지원 여부에 따라 직업

행복감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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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로시간 일과삶의조화 소득 원의물리적 지원 업무환경 안전

M(SD) M(SD) M(SD) M(SD) M(SD)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3.50
a
(.91) 2.91

a
( .96) 2.90

b
( .96) 1.52(.72) 3.35

a
(.80)

민간 3.55
a
(.89) 2.44

b
( .97) 2.44

a
( .97) 1.48(.72) 3.13 (.86)

가정 3.93
b
(.79) 2.40

b
(1.03) 2.40

a
(1.03) 1.40(.70) 3.03

b
(.97)

직장 3.52
a
(.85) 3.01

c
( .91) 3.02

b
( .91) 1.46(.69) 3.21 (.74)

법인단체 3.52a(.96) 2.69 (1.02) 3.07b(1.07) 1.48(.72) 3.27 (.91)

전체 3.56 (.90) 2.69 (1.03) 2.69 (1.03) 1.48(.72) 3.19 (.86)

F
9.13***

a < b

21.26***

b < a, b < c

21.74***

a < b
.70

3.91**

a > b

담당반

영아반 3.65 (.90) 2.77 (1.00) 2.69 (1.08) 3.15(.89) 3.15 (.89)

유아반 3.47 (.89) 2.70 ( .98) 2.70 ( .97) 3.22(.84) 3.22 (.84)

전체 3.56 (.90) 2.74 ( .99) 2.69 (1.03) 3.19(.86) 3.19 (.86)

t 10.71** 1.11 .02 1.82 1.82

보조교사지원여부

유 3.69 ( .88) 2.90 (1.00) 2.90 (1.00) 3.63(.911) 3.18(.87)

무 3.53 ( .90) 2.65 (1.03) 2.65 (1.03) 3.48(1.00) 3.19(.86)

전체 3.56 ( .90) 2.69 (1.03) 2.69 (1.03) 3.50( .99) 3.19(.86)

t 5.54* 9.80** 9.90** 4.01* .01

*p <. 05, **p <. 01, ***p <. 001.

주.
a,b,c
는 사후검증 결과값임.

<표 7> 기관 변인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의 차이(근무환경차원) (N=1,035)

표 7과 표 8과 같이 교사들이 근무하는 기관 변인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들의 직업행복감을 살

펴본 결과, 근무환경차원 중 ‘원의 물리적 지원’을 제외한 전반에서 근무기관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근로시간: F = 9.13, p < .001, 일과 삶의 조화: F = 21.26, p < .001, 소득: F = 21.74, p <

.001, 업무환경안전: F = 3.91, p < .01, 교사교육: F = 11.49, p < .001). 사후검증결과 타 유형에 비해

가정어린이집 근무교사들이 ‘근로시간’에 대한 행복감이 높았으며, 직장어린이집 근무교사들은

‘일과 삶의 조화’, 직장과 법인단체 어린이집 근무 교사들은 소득에 대한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은 ‘원의 업무환경 안전’에 대한 행복감이 높았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담당하는 반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근무환경 차원 중 근로시

간(F = 10.71, p < .01)에 대한 행복감에서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행복감은 보조교사의 지원여부에 따라 차이(F = 5.54, 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교사의 지원은 근무환경차원 중 ‘일과 삶의 조화’(F = 9.80, p < .01), ‘소득’(F = 9.90, p <

.01), ‘원의 물리적 지원’(F = 4.01, p < .05), ‘교사교육’(F = 18.91, p < .010)에서도 교사의 직업행복

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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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사교육 단체참여 직업의식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M(SD) M(SD) M(SD) M(SD) M(SD)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3.78a(.77) 1.5 (.72) 3.77(.76) 2.91( .96) 1.52a(.72)

민간 3.89
b
(.87) 1.49(.72) 3.76(.74) 2.44( .97) 1.48

b
(.72)

가정 3.38
c
(.87) 1.40(.70) 3.80(.73) 2.40(1.03) 1.40

c
(.70)

직장 3.77a(.69) 1.46(.69) 3.90(.72) 3.01( .91) 1.46b(.69)

법인단체 3.59 (.76) 1.51(.73) 3.80(.75) 2.69(1.02) 1.48 (.72)

전체 3.54 (.83) 1.48(.72) 3.79(.74) 2.69(1.03) 1.48 (.72)

F
11.49***

a < b, c < a
.70 .81 1.84

8.43***

a > b

담당반

영아반 3.51 (.85) 1.46(.72) 3.84(.75) 3.62( .82) 2.48 (.88)

유아반 3.56 (.81) 1.50(.72) 3.74(.73) 3.40( .76) 2.86 (.85)

전체 3.54 (.83) 1.48(.72) 3.79(.74) 3.51( .80) 2.62 (.88)

t 1.03 .65 4.97* 19.02*** 26.29***

보조교사지원여부

유 3.77 (.74) 1.53(.69) 3.82(.74) 3.54( .72) 2.57 (.88)

무 3.48 (.84) 1.47(.72) 3.78(.74) 3.50( .81) 2.63 (.87)

전체 3.54 (.83) 1.48(.72) 3.79(.80) 3.50( .80) 2.62 (.88)

t 18.91*** 1.09 .38 .34 .80

*p <. 05, ***p <. 001.

주. a,b,c는 사후검증 결과값임.

<표 8> 기관 변인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의 차이(근무환경, 직업의식, 정서차원) (N=1,035)

마지막으로 <표 8>에서 보듯이 직업의식 차원에서는 담당반이 어릴수록 행복감이 높은 경향

이 있었으며(F = 4.97, p < .05), 정서적 차원에서 긍정적 정서는 담당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F

= 19.02, p < .001). 한편 부정적 정서는 오히려 국공립어린이집 근무교사가 민간과 직장어린이집

근무 교사들에 비해 높았으며(F = 8.43, p < .001), 유아반 담당 교사가 높은 것(F = 26.29, p < .001)

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변인과 기관변인에 따른 직업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해 수행되었으며,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변인 중 직업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로 연령인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40대 이상의 교사들은 대인관계 차원 중 ‘원장(원감)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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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와의 관계’에 대한 직업행복감이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29세 미만 교사들은 ‘동료관계’에

대한 직업행복감이 높았다. 또한 29세 미만의 교사들은 근무환경차원에서 ‘소득, 원의 물리적 지

원, 업무환경 안전, 교사교육, 단체참여’에 대한 직업행복감은 높았으나, ‘부정적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이상 교사들은 ‘직업의식’과 ‘긍정적 정서’ 모두 높게 나타나 29세

미만과 40세 이상 교사들간의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행복감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영아반 어린이집 교사들의 행복감을 살펴본 배세은과 문혁준(2016)의 연구에서 교사의 행복

감과 직무스트레스, 교수 효능감이 교사-영아 상호작용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교사보다 40대 이상 교사들이 교사와 영아 상호작용에서 적극적 활동 참여를 유도하

고 경험의 다양성과 반응적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선행연구에서 측정한 행복은 옥스

퍼드 행복척도를 번안한 것으로 외적긍정, 내적긍정, 자기조절의 3개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정서차원의 문항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경력에 따른 직업행복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린이집 교

사의 경우 경력에 따른 교사의 발달단계가 존재하고, 경력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유형(정혜욱, 이

옥형, 2011)과 빈도(김은영 등, 2012)가 다르며, 초임 유아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

들을 고려할 때 경력에 따른 직업행복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와 유사하게 전국의 보육교사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인 김은설 등(2014)의 연

구에서는 경력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없었으며, 김은영 등(2012)의 연구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경력에 관계없이 모두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무수행

의 어려움 중 ‘업무 과중’에 대해서는 9년 이상의 경력 교사가, ‘업무수행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3년 미만의 교사가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것과 같이 경력에 따라 세부적으로 느끼는 직

무수행의 어려운 부분이 다를 뿐인 것이다. 직무만족도와 직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은 행복감에

대한 직접적 연구결과는 아니나 행복감과 관련된 변인임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교사들이 경력

에 관계없이 직무만족도와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경력에

따른 행복감에 차이가 없는 것과도 유사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재교육 차원에서는 경력에 따라 교육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과는 다르게 직업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경력에 따른 차이보다는 어린이집 교사의 연령이나 교사가 담당하

고 있는 반(영아/유아)에 따른 차이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어린이집 교사의 기관변인 모두 직업행복감에 다른 양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근무기관유형에 따라 대인관계 차원에서 ‘원장(원감)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영유아

와의 관계’는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이 법인단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비해 직업행복감

이 높았으며, 근무환경 차원에서는 가정어린이집 근무교사들이 ‘근로시간’에 대한 행복감이 높

았으며, 직장어린이집 근무교사들은 ‘일과 삶의 조화’, 직장과 법인단체 어린이집 근무 교사들은

‘소득’에 대한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은 ‘원의 업무환경

안전’에 대한 행복감이 높았다. ‘교사교육’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 근무교사들이 오히려 국공

립과 직장어린이집 근무 교사들보다 높은 행복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식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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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무기관유형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근무

교사의 부정적 정서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이미화 등,

2016), 국공립, 법인, 직장 어린이집 교사들의 월 평균 급여가 평균 200만원 이상으로 가정과 민

간어린이집(평균 150~160만원)에 비해 높고, 지원되는 보조교사의 비율도 높으며, 민간과 가정어

린이집에 비해 신규 채용이나 사직 교사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가정어린이

집 교사들은 관계 차원에서,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은 교사교육 영역에서 직업행복감이 높았으며,

직장과 법인단체 어린이집 근무 교사들의 직업행복감도 각 영역에 따라 높게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로시간에 대한 직업행복감 정도는 김길숙, 문무경, 이민경(2015)의

연구에서 근무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높았다는 것과도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개인생활 제한 여부에 대해 국공립과 직장어린이

집 교사들의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제시된 점도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다

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의 직업행복감이 대체로 낮은 면에 대해서는 논

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문성 있고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간의

투명성과 신뢰감 등을 담보하는 기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잣대로 여겨진다(이정순, 박용순, 송진영, 2016). 그에 반해 김길숙 등(2015)의 연구와 같이 국공

립어린이집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도와 장시간 근무, 잦은 조기 출근 및 야근의 비

율이 높아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대되는 것만큼 교사들의 피로도 역시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담당하는 반의 연령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들의 직업

행복감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유아반보다 영아반을 담당한 교사들이 ‘부모와의 관계’

와 ‘영유아와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높은 직업행복감을 보였으며, 근무환경 차원 중 근로시간에

대한 행복감도 높았다. 직업의식차원과 긍정적 정서 역시 영아반 담당 교사들이 유의하게 높았

으나, 부정적 정서는 유아반 담당 교사들에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유아반 교사

들보다 영아반 담당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는 민혜영과 윤미정(2011)의 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영아반 교사들은 부모관련 요인에서 스트레스가 높다

고 결론을 얻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반대로 영아반 교사들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직업행

복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혜영과 윤미정(2011)의 연구에서 업무관련 요인과 행정

적 지원 요인에 대해 유아반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영아반 교사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직업의식 차원이나 긍정적 정서에 있어 영아반 교사에 비해 유아반 교사의 행

복감이 낮았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조교사의 지원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들의 직업행복감을 살펴보았다. 보조

교사를 지원받는 교사들은 전체 응답자 중 18.9%에 불과하였다. 최윤경과 김재원(2011)의 연구

에서 보육교직원 289명을 대상으로 현 보수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임금보다 긴 근로시간, 보조인

력과 대체교사의 부재, 업무량 과다 등이 57.9%의 응답율을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미화

등(2015)의 연구에서도 영유아 부모 150명이 보조교사 도입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가 85%에 달

하며, 김은영 등(2012)의 연구에서도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교사들은 업무과중

(63.5%)에 대한 애로가 가장 컸으며 이를 위해 초과근무수당지급(47.9%)에 이어 보조인력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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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요구(29.8%)가 컸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조교사의 지원이 근무환경차원 중 ‘일과 삶

의 조화’, ‘소득’, ‘원의 물리적 지원’, ‘교사교육’에 대한 직업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15년부터 누리과정 보조교사 외에 영아

반 보조교사 배치를 추진하여 17년에는 15,000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보조교사의 배치는 어린이

집 교사가 보육활동 준비와 실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우며, 동시에 직업행복감 측면에서도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는바 보다 확대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

겠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직업행복감 영역과 조사문항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어린이집 교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정교한 표집설계를 토대로 1,000명이 넘는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직업행복감을 알아본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행복감의 증진은 부

정적 측면을 소거함으로써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교사의 행복감과 직업만

족도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다수 제시하는 유아교사 관련 선행연구들이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함께 고려되지 못하여 추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이상의 결과들을 기초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개인변인인 연령에 따라 직업행복감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경력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은 보다 심도 깊은 탐색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교사들은

교직준비-교직 입문단계(적응단계)-능력구축단계-열중‧성장단계-직업적 좌절단계-안정침체단계-

직업적 쇠퇴단계-교직퇴직단계 등 전문성의 발달단계(Burke et al, 1984)를 거치며 끊임없이 자신

의 전문성을 개발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성의 순환과정은 교사의 경력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며, 교사가 처한 개인적 환경과 조직의 문화에 따라 성장의 동력이 구축되는 것이

라는 점을 볼 때 경력직 교사들의 직업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선행연구(배세은, 문혁준, 2016)에서 보육교사의 자격급수에 따른 행복감의 영향도 살펴보고 있

어, 연령과 보육교사가 지닌 자격급수에 따른 직업행복감을 추후에는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의 직업행복감이 전반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을 중요시 하는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여건과 복지에 대한 강화 역시 필요하

다고 본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와 원의 운영방식 등이 강하고, 사

회적 기대 역시 높으므로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역시 높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의 특

성이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직업행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교사의

처우와 복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은 자칫 직

업행복감이 전문성 개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셋째, 어린이집 교사들의 담당 연령과 보조교사의 지원 여부 등도 교사들의 직업행복감에 영

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들의 담당 연령에 따라 부가된 업무와 역할들에 대

해 재점검하여 연령에 따른 역할이 균형 배치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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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지원의 확대를 통해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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